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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상세설명

섬의 형태가 기러기 모양과 같다하여 기러기 안(雁)자를 써서 안호라 불리다가 지금은 편안 할 안(安)자를 사용해 안도라 불리운다.

또 안도마을은 하늘에서 보면 한반도 모형을 하고 있다.

서고지는 안도의 서쪽에 위치한 '곶'이라 하여 서고지라 하였고 마을 앞 긴 방파제에서 굳이 낚시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좋다.

동쪽에 백금포 마을 해안가에 위치한 조용한 가족 피서지 안도 해수욕장은 하얀 모래사장이 일품이다.

안도 중계소에서는 10여분 거리에 있다.

망망대해에서 밀려오는 시원한 파도가 더위를 식혀주며 모래사장이 완만하고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다.

화장실과 샤워장, 야영장 등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큰 편이고 수심은 2~3m로 약간 깊은 편이므로, 어린 아이들은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안도의 곳곳이 낚시 포인트일 만큼 각종 어류가 다양하게 서식 하고 있어, 낚시터로도 유명한 안도는 돔, 볼락, 우럭 등의 어종이 주로 잡혀 강태공들의 재미를 더해 주는 곳이다.

중계소 남쪽의 이야포 몽돌밭 해안에 펼쳐지는 시원한 바다경치와 이야포로 이어진 상산동 해안가 절경이 좋다.

* 등산로 - 상산 등산로

섬 중앙에 위치한 해발 207m의 상산이 있으며,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산 정상에 길게 늘어진 바위를 이용하여 막돌로 쌓은 봉수대를 볼 수 있다.

■ 동고지 일출행사

매년 1월 1일 열린다. 마을의 청년회와 부녀회가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며, 벌써 6년 째 이어오고 있다. 새벽 6~8시까지 행사를 하는데, 일출이 끝나면 관광객들에게 유자차와 전복죽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 

■ 서고지

안도의 주도인 동쪽 섬과 서쪽 섬을 연결하는 좁은 사주다. 사주의 북쪽은 안도만, 남쪽은 이야만에 해당한다. 또한 서고지에는 방파제가 있고 벵에돔이나 돌돔 등이 잘 잡혀,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낚시 포인트이기도 하다. 

■ 서고지 어촌 체험마을

안도의 서쪽에 위치한 곶이라고 하여 서고지 마을이라고 부른다.

마을에서는 갯바위 낚시 체험이나 선상 낚시 체험, 좌대 낚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안도대교

금오도와 안도를 잇는 다리로써, 길이는 360m, 폭은 12.5m이다. 지난 2005년 착공하여 2010년 2월 5년 만에 개통되었다.

주탑의 높이만 46.2ｍ이고 해수면에서 상판까지는 27.1ｍ를 유지해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 백금포해수욕장

= 안도해수욕장

■ 안도해수욕장

모래가 맑고 깨끗하여 백금포라고 부른다 .바다가 깨끗하고 풍광이 아름답다. 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도로가 개설돼 접근이 편리하며,해수욕장 면적은 3,700평 정도이다.

■ 이야포 몽돌밭

안도의 남쪽에 있는 몽돌해수욕장이다.

이야포라는 이름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며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이야, 이야”라고 가락을 맞추는 소리에서 따왔다고 한다.

해안에 펼쳐지는 시원한 경치와 이야포로 이어진 해안가가 절경이다.

부드러운 몽돌밭은 지압로로도 사용되며 바닷물이 몽돌 사이로 쓸려가는 소리가 무척 아름답다. 

안도주소
남면 안도리전화번호
061-659-1215추천수
추천 26 좋아요시내버스정보

 -

관심여행담기관심여행담기사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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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돌해수욕장

= 이야포해수욕장 = 이야포 몽돌밭

■ 상산 봉수대

안도의 상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 터이다.

금오도의 심포 망산 봉수대와 연락을 취했으며, 왜구를 경계하기 위해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축조연대나 규모,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현재는 석축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 안도 어촌체험마을 안도 마을은 2007년 전라남도로부터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지정되었다.

슬로우푸드체험, 선상낚시체험, 어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마을의 소득증대와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 안도패총

- 선사유적

여수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34㎞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인 안도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선사시대)의 유적이다. 

- 조개더미 신석기 유물 출토

조개더미 신석기 유물로는 질그릇 편들과 돌도끼, 대패날, 숫돌, 돌톱 등이 있다. 

- 조개더미에 출토된 토기

유물은 신석기시대의 융기문토기, 어골문토기, 침선문토기, 점렬문토기, 압인문토기 외에 돌도끼, 돌끌, 어망추, 흑요석기, 골각기, 대팻날, 갈돌 등이 있다. 

이용안내이용안내

개방시기/휴무일 연중개방 / ,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주차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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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 T(C) BY YEOSUCITY. ALL RIGH T RESERVED.

유모차대여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외국어서비스 불가능

부대시설부대시설/인접시설인접시설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정보주변정보  (주변주변2km이내이내)

관련관련  여행코스여행코스

4박박5일일  여름여름  휴가휴가

 금오도 비렁길 > 안도 > 금오도 별밤

지기 펜션 > 유캐슬 호텔 > 오동도 > 병

풍바위(오동도) > 여수해..

목록으로

여수, 섬, 금오도, 안도, 안도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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